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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는 대학의 모집 요강입니다.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모집 요강 뜯어보기로 낱낱이 파

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기준에 맞춰 신문 칼럼·소설·사회과학 

도서 등 다양한 형식의 글에서 제시문

을 가져온다. 제시문의 치밀한 논리 구

조, 개념과 예시 사이의 밀착 관계 등을 

파악했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여러 평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해야 합격권 안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문 논술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이 교사는 “대학은 논술 전형을 통

해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학생을 선

발하려 한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

는 답안과 얼버무려 말하는 답안은 다르

다.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합격의 열쇠

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200~300자 짧

은 문단의 글을 써보는 훈련을 학교에서 

꾸준히 하기 권한다. 질문도 해보고 자

료도 찾아보는 등 능동적인 공부 자세를 

갖춘 학생이 논술 전형에서도 좋은 결과

를 거뒀다”고 말했다. 

기출문제 분석이 합격의 열쇠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는 입학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목록에서 3월 30일 혹은 

31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야 한다.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읽기는 더욱 어렵다. 100여 

쪽이 넘는 분량에 딱딱한 내용, 반복되는 기나긴 표,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됐다는 당

연한 결론 등이 이어진다. 이투스 김병진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출문제를 보며 어느 과목의 어

느 단원에서 출제됐는지, 연관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대학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답

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을 찾아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알게 된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기출문제·출제 의도·출제 근거·문항 해

설·채점 기준 등이다. 수시 모집 요강의 논술 전형 관련 설명과 함께 읽어야 한다. 기

출문제와 문항 해설이 나와 있는 논술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인문 논술의 출제 범위는 주로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다. 인천 하늘고 이중언 교사는 

“특정 교과서에서 제시문을 가져오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출문제 분석은 시험 준비의 첫걸음. 다행히 논술 고사는 몇 년간의 기출문제는 물론 어느 과목에서 

출제됐는지,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또 정답과 해설, 채점 기준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 정보들은 논술 

고사를 출제하는 대학이라면 매년 3월 말 발간하는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에 실린다. 

전년 수시 요강과 함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논술 고사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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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직접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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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경희대 논술은 2~3문제가 출제되며 120분 동안 시행된다. 

모집 단위에 따라 논술 고사 날짜와 시간이 다르며, 그에 따라 문제 유형도 달라진다. 경희대 

논술은 인문·체육계 논술과 사회계 논술이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것.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라면 

인문·체육계 논술을 풀고 미디어학과라면 사회계 논술을 푼다. 수시 모집 요강에서 자신이 

지원한 모집 단위가 어느 논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는 

한 문항 한 문항 설명하므로 각 

문항마다 ‘1. 일반 정보’라는 표로 

시작한다. 어느 전형인지, 어느 

계열인지, 몇 번 문항인지 등과 

함께 반드시 봐야 할 것은 어느 

과목에서 출제되었는지와 ‘핵심 

개념 및 용어’다. 이어서 나오는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에서 이 

핵심 개념이 대학이 제시한 모범 

답안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주목할 것. 

사회 계열의 3번 문항에 나오는 수리 논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도함수와 부정적분,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하지만 <생활과 윤리>에서 나오는 갈등지수가 중심 개념이기도 하다. 경희대 사회계 

논술은 제시문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해석, 수식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6. 채점 기준’에서 보면 한 문항마다 100점씩 3문항을 평가한다. 

100~90점, 89~70점, 69점 이하, 상중하로 나눠서 평가하므로 논술 전형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할 

때 세 문항 모두 100~90점에 해당하는 단계에 들어야 합격 가능하다.    

자료 2021 경희대 수시 모집 요강

자료 2021 경희대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 

2021학년 경희대 수시 모집 요강과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로 살펴본 논술 전형 


